
제3회 인권 화제가‘야만을 넘어 인권의 세계로’라는 부제 아래 한국인권단체협의회의

주최로5일(토)부터10일(목)까지6일간동국 학교학술문화회관에서개최된다. ‘폭압

적횡포와맞선인권의수호자들’‘전쟁: 집단적광기와그희생자들’‘인권의음지: 소수

자들’‘만인의자유, 만민의평등’‘우리들은빅브라더’‘신자유주의와도전하는민중들’

의6개의소주제로나뉘어35편의 화가상 될예정이다. 

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는 이번 화제는 세계인권선언

50주년기념토론회와퀴즈 회, 제2회인권 화제기록사진전등의부 행사도마련하

고 있다. 1, 2회 때와 마찬가지로

‘창작과 표현의 자유’와‘자유롭게

사회의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

을 감상’할 권리를 모든 사람에게

보장해야 한다는 인권선언의 정신

에 입각해서 인권 화제 사무국 측

은 모든 형식의 심의를 거부하 고

화제 상 작들도 무료로 상 한

다는원칙을지키고있다. 

��FESTIVAL��

제3회 인권 화제 상 일정표

5일(토)     7:00       개막식

8:00       레지스탕스(개막작)

6일(일)       1:00       게리와루이스

2:30       버마일기

3:40       아프리카:견딜만합니까?         

6:40       폭격편

전쟁이일어난까닭은?

8:50      세계인권선언

제9법안찬반투표

7일(월)        3:00      리카르도

4:40      그시각다른곳에선

5:40      세계인권선언

날놓아줘

7:45      입국금지(감독과의 화)

9:00      칠레전투제1부

8일(화)        3:00      5월광장어머니들

4:00      심포지움

7:00      세계인권선언

황무지

8:40      나눔

평화가찾아올때

칠레전투제2부

9일(수)        3:00     세계인권선언

맥도날드망신당하다

4:15      갈릴리에서의결혼

6:30      유토피아를찾는사람들

9:00      칠레전투제3부

10일(목)     3:00      입국금지(감독과의 화)

4:20      한국인B,C급전범의기록

5:30      끝없는강제

십자가를진아이들

7:00      폐막식

7:30      칠레:지울수없는기억

제3회 인권 화제

’98 열린 화제
독립 화협의회는각지역주민들을 상으로한단편 화제인’98 열린 화제를개최한다. 일반시민들이기존 상매체로접

근하기어려웠던단편 화들을접할수있는좋은기회가될이번 화제는11/28-30까지용산구민회관을시작으로12월2일

에는 중구구민회관, 11일 중랑구민회관 13일, 도봉구민회관 14-16일 종로문화아카데미강당, 21일 부천국제판타스틱 화제,

28-30일 성동구민회관으로 12월 한달 동안 서울 지역의 구민회관을 중심으로 순회 상 할 계획이다. 해외 화제 단편부문 수

상작과 부산국제 화제 초청작 등 9편의 단편 화들이 2회로 나뉘어 상 되고 상 후 만든이와 관객과의 화의 자리가 마련

된다. <길목>(유상곤연출), <느린여름>(박찬옥연출), <눈물>(임창재연출), <마릴린먼로의초상>(마 윤연출), <소년기>(임필

성 연출), <쓴 맛나는 스시>(이기문 연출), <온실>(김지훈 연출), <유리천정>(권용국 연출), <열일곱>(김태용, 민규동, 박은경 연

출) 등이소개된다. 자세한문의는237-0334/238-8753 

<칠레전투>

[예술극장]

5일(토)       1:00       22일간의 화(감독과의 화)

2:10        한낮의별

3:50        폭격편

그시각다른곳에선

5:00        십자가를진아이들

6:00        나눔

평화가찾아올때

맥도날드망신당하다

[1세미나실]

특별기회전 - 자유주의와도전하는민중들

6일(일)    12:30      인도네시아한판승부

1:10       가난한자들의모임

1:50       자본의위기를노동의희망으로

1998 전진!!(감독과의 화)

2:50       우리친구월드뱅크

4:30       빅원

6:10       IMF 한국, 그1년의기록-

실직노숙자(감독과의 화)

7:20       치아파스

9:00       행진

10일(목)     3:00       자본의위기를노동의희망으로

1998 전진!!

3;50       갈릴리에서의결혼

5:50       한낮의별

[2세미나실]

5일(토)       1:00      암살학교

2;10      끝없는강제

전투지

3:45      치아파스

5:30      5월광장어머니들

[3세미나실]

∙예술극장, 1세미나실, 2세미나실, 3세미나실은모두동국 학술문화회관건물안에있습니다.

∙모든상 은무료입니다.

∙문의; 인권 화제사무국(02-741-2407)

[부 행사]

■세계인권선언50주년기념토론회

12월8일(화) 오후4~7시동국 학술문화회관예술극장

�주제: 세계인권선언, 무엇이문제인가?

세계인권선언에 한이해와1948년채택된선언문의현재적의미와한계를살펴본다.

�사회: 박원순(변호사)

�발제: 김승환(전북 교수)

�토론: 오완호(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사무국장), 오창익(천주교인권위사무국장)

■세계인권선언에 한퀴즈 회

■상 작에 한퀴즈 회

[제3회인권 화제지역순회상 일정]

안양10(목)-12(토) 안양전진상사회복지관(0343-444-2876)

수원10(목)-12(토) 한성공회교동교회, 수원민예총(0331-213-2100)

원주 9(수)-12(토) 원주참여자치시민센터(0371-731-1364)

전주 5(토)- 9(수) 전북 학교합동강당103호(0652-276-1253)

제주10(금)-12(토) 제주YMCA 일하는여성의집

청주18(금)-23(수) 청주동양문화센터(0431-256-1840)

광주10(목)-12(토) 가톨릭 학사회교육원강당(062-529-1840)

부산11(금)-13(일) 가톨릭센터(051-462-1870)

구리남양주19(토)-21(월) 구민교회(0346-563-2363)

강릉11(금)-13(일) 안당동성당교육관(0391-643-6415)

인천10(금)-13(일) 인하 학교강당(032-762-5173)

군산10(금)-13(일) 군산한겨레문화센터(0654-471-5331-2)

<열일곱>


